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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 케이블사업자의 ARPU가 약 6,000원 정도이
고 완전한 IPTV는 아니지만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TV의 요금수준이 4년 약정
일 경우 월 7,000～9,000원 정도이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KT의 IPTV 요금 수
2)

준이 월 1만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와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TV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케이블TV와 특별히 다르지도 않은 IPTV를 보기 위해 케이블TV
요금 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IPTV
가 케이블TV사업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합판매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어 여러 서비스들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IPTV가 얼마나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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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이동통신 발전 및 전망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태은
(T. 570－4041, lmy94@kisdi.re.kr)

인도 통신시장의 급성장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부문의 발전 속도
는 이미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6년 3월에 가입자 수 92,051,200명으로 연
평균 72.4%의 성장을 이루고, 보급률도 7.8%에 이른 인도의 휴대전화가입자수는 2006년 9
2) 연합뉴스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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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 2천 900만명으로 6개월간 약 3,000만 명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인도의 이동통신가입자 수는 이미 고정전화 가입자수를 넘어서 약 3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인도의 유선 및 무선 가입자 증가 추이(2005. 3～2006. 9)
(단위: 백만명)
2005년

2006년

3월

9월

3월～9월
증가

3월

7월

8월

9월

8월
증가

9월
증가

3월～9월
증가

무선

52.22

65.07

12.85

98.78

117.54

123.44

129.51

5.90

6.07

30.73

고정

46.19

48.00

1.81

41.54

40.83

40.87

40.75

0.04

-0.12

-0.79

총계

98.41

113.07

14.66

140.32

158.37

164.31

170.26

5.94

5.95

29.94

1)

자료: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Press Release No. 97, 2006, 12th, October 2006.
(www.trai.gov.in)

인도 통신시장 발전에는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정책을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2005년에도 7～8%의 성장을 이룬 인도 실물경제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
다. 이러한 자유화 기조는 통신시장에도 적용되어 1990년대 후반 대폭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졌으며, 2005년 10월에도 이사회에 자국인 참여 조건하에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에서 74%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도의 이동통신부문의 급성장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자유화, 경쟁도입, 투자확대 등으로
규제환경에 양호하며 유선 인프라 보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으로
저렴한 요금 및 저렴한 단말기,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성장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유선전화보급율은 2005년 말 현재 4.5%로 7%대의 이동 전화보급율보다 낮은 양
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동전화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2006년 9월 현재 유선전화가입자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 사이
의 신규통신회선 3,200만 회선 중 무선회선이 3,100만회선이라는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2006년 9월 현재 15.44라는 인도의 전화보급율(유선 및 무선 총합)은 이동통
신서비스의 보급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쟁 에 따라 요금 인하 경쟁이 이루어져 현재 분당 2센
1) 2006년 3월 부터는 WLL-F(Wireless Local Loop-Fixed)를 무선통신으로 포함시킴
2) 인도의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4개의 대도시권(델리, 뭄바이, 캘커타, 첸나이)과 도시 이외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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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처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두가지 요소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4)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인 저렴한 단말기의 경우도, 인도 국민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적
정한 가격이 22달러라고 인도의 통신부장관 다야니디 마란이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텍사
스 인스트루먼트나 필립스와 같은 업체를 필두로 20달러대의 초저가 모델의 휴대폰이 시장
에 공급되고 있다. 아이서플라이는 이와 관련,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 증가추세와 휴대폰 수요
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높은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말기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하
락세를 보이면서 판매대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인도의 연평균 5～10%의 경제발전과 중산층의 성장으로 카메라폰 등 고기능이 탑
재된 휴대폰의 선호도가 인도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
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카메라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5월 5.9%에서 1년만인 2005년 5월에는 15%까지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층이 많은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인도내 젊은 소득계층의 우선 소비가 휴대폰으로 몰리게 되면 고
가폰을 포함한 휴대폰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의 이동통신시장은 정부의 정책의지, 사업자들의 공세적인 경영, 인도경제의 발전 등
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가용 및 확장 스펙트럼
에 대한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9월 인도의 통신부는 민간 기업인 Bhartu
Aritel와 Hutchison, 국영 기업인 Bharat Sanchar Nigam Ltd(BSNL)와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MTNL)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하여 현재 시험운
5)

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인도의 이동통신부문에는 2005년의 지분제한 완화로 이미 80억 달
개 사업지역(Circl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동통신면허는 이 전지역에 대해서 25개 사업자에게
총 78건의 면허가 부여되었다. 최대 사업자는 바르티 셀룰라(Bharti Cellular)이다.
3)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들은 음성서비스에 매달 10달러 미만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선불카드의 경우 70%이상이 액면가 10달러를 구매하고 있음
4) 기존에는 GSM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2001년에 CDMA WLL(M)으로 불리는 서비스가 도
입되었으며 2002년말 릴라이언스인포콤이 본격적으로 CDMA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저렴한 요금
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5) CDMA부문 선도 기업인 Reliance Communications는 현재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서의 새로운 지형에 적합한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CDMA 분야의 라이벌 업
체인 Tata Teleservices 역시 새로운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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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외국인 투자가 확보되어 공세적인 투자 및 사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도정부는 Ten Point Agenda(2006. 5. 24)를 통해 2007년까지 영토의 85%까지 이동통
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현재는 30%), 국방용으로 확보된 45Mhz의 추가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7년 말까지 2억 명
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수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
6)

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의 측면에서도 이동통신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2006년
말까지 인구 5,000명 이상 규모의 마을에 대해 모바일 접속 환경을 구축하고, 2007년 말까지
는 모바일 접속 환경을 인구 1,000명 이상 규모의 마을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이러한 정부목표가 달성되면 인도에서는 국민들의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동통신 혁명의 진전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인도 정부의 정책목표 및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지원과 상기 언급한 많은 요소들을 고려
하여 많은 통신시장 분석자들이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2010년에는 3억 5,000만 명에 이
를 것을 예상하는 등 중국과 함께 현재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도의 이동통
신부문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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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의 로얄티 등과 관련하여 GSM사업의 수행도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6) 2005년 6월 현재 국내에 있어서 도시의 전화보급율은 31.1%인데 반하여 농촌지역은 1.9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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